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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체 물체를 만드는 3D프린팅

3D프린팅은 3차원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료를 사출해 입체적인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 3D Systems가 1980년대 초에 세계 최초로 개

발하였다. 재료를 깎거나 잘라 만들던 기존의 제품 생산 방식

과 달리 3D프린팅은 얇은 층을 한 층씩 무수히 쌓아 제작하

기 때문에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이라고도 

일컬어진다. 3D프린팅에 사용되는 소재는 플라스틱, 액체 형

태의 재료, 고무, 스테인리스 스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여

러 소재를 혼합하여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3D프린팅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기술이 제조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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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방식으로 바닥면을 제조한 나이키의 Vapor Laser 
Talon 축구화

재료 형태 기술명 방식

액체 기반
SLA

(Stereolithography) 

· 빛에 반응하는 광경화 액체에 레이저를 쏘아 순간적으로 경화시켜 얇은 막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해 제작.
· 액체 형태의 Photopolymer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
· 정밀도가 뛰어나나 소모성 레이저로 인해 유지 비용이 많이 듦.
· 미국 3D Systems가 도입했으며 가장 널리 쓰임.

분말 기반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 고강도 레이저로 미세 입자를 녹여 금형 주조하듯 3D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
· 나일론,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모래, 금속 재료 등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조형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음.

고체 기반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 가열된 노즐을 사용해 필라민트 형태의 플라스틱 조형 재료를 녹여 층층이 쌓아올려 조형.
· 조형물의 강도가 강하나 조형 속도가 느림.
· 미국 Stratasys가 개발.

▶ 3D프린팅 기술 방식

자료: Custompartnet(www.custompartnet.com/wu/additive-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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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기술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혁명에 

가까운 산업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3D프

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다품

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

해서는 먼저 제작 틀을 만들어야 했고 이 부분에서 많은 비

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상품의 소량 생산이 어

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D프린터를 이용하면 고객의 

니즈를 모두 반영한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3D프린

터의 가격이 많이 낮아져 대중화될 경우 소비자는 필요한 상

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3D프린터 시장 2020년 52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3D프린팅 기술은 현재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

고 있다. 기존의 제조 방식과 달리 틀 없이 프로토타입을 만

들 수 있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후 다시 만들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시제품 제작이 요구되는 자동차 

업계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례로 

람보르기니는 시제품 제작에 통상 4개월 동안 40,000달러의 

비용을 소요했으나 Aventador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3D프린

터를 이용해 20일, 3,000달러 수준으로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1) 그러나 3D프린터 산업은 제품의 높은 가격

으로 인해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나 향후 가격이 낮아져 대중화되는 시점부터 소기업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개인에 최적화된 

제품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auldin Economics는 3D프린터 산업이 2012년 13억 달러 

1)  Stratasys, 2012 (www.multiaxis.com/wp-content/uploads/2013/01/Fortus-CS-

Lamborghini-reseller-02-121.pdf).

규모에서 2016년에는 31억 달러, 2020년에는 52억 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3D프린터 분야

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시

장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

의 인터뷰 등 시장 관련 기사들을 종합하였을 때 2012년 기

준 국내 시장 규모는 3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3D프린터 시장은 도입기 단계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2012년 13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에는 31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Stratasys와 3D Systems가 3D프린터 세계 시장

을 이끄는 상황

3D프린터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3D프린팅 분야에

서 500개 이상의 등록 혹은 출원 중인 국제 특허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인 미국의 Stratasys와 세계 최초

로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3D Systems가 세계 시

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두 업체는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Stratasys는 2012년 이스라엘의 Objet를 인수하여 현재 시가

총액 3조 원대, 3D프린터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3D 

Systems는 미국의 Z-Corporation을 인수, 세계 시장의 22%

를 점하고 있다. 3D프린터 시장은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의 기업들이 대형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Stratasys는 

최근 가정용 3D프린터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벤처

기업 Makerbot의 주식을 4.03억 달러에 취득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인수했다.

▶ 3D프린터 시장 규모 전망

                        년도
  개요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세계 시장 13 16.2 20.9 25 31 24.3%

국내 시장 300 420 590 820 1,160 40%

자료: Mauldin Economics, 2013. 3, 한국경제 2013. 5. 21 기사 참조.

(단위: 억 달러,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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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Stratasys와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3D Systems가 

3D프린터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의 시장 참여는 부진한 상황이다』

Stratasys는 우리나라 공식 대리점인 프로토텍(Prototech), 

시스옵엔지니어링(SysOpt Engineering), 티모스(Thymos)를 

통해 3D프린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 채널을 확대하

고 있다.

3D프린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업체로는 캐리마를 들 수 

있는데 국내 최초로 3D프린터를 자체 개발한 비상장 중소기

업이다.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가능한 특성상 미래 전망 밝은 편

3D프린팅 기술이 범용화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

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3D프린팅은 그 특성상 제품  

설계 도면들이 인터넷에서 공유된다. 즉 3D프린팅을 통해 제

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이들은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자의 허가하에 도면이 공유

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제품 설계 도면이 불법으로 인터넷

에서 유통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인

해 3D프린터가 대중화되지 않아 저작권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3D프린터가 대중화·범용화되면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D프린팅 기술은 악용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플라스틱 권총이 세계 최초로 시험 발사

에 성공함에 따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3D프린팅을 이용

한 총기 제작을 연구해온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

(Defense Distributed)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험 발

사에 성공한 데 이어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소총까지 

등장했다. 미국 NBC 방송은 매트라는 이름의 캐나다 남성이 

3D프린터로 22구경 소총을 만들어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

다. 이 남성은 “3D프린터로 권총을 제작해 발사에 성공한 디

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보고 소총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자료: 한국경제 2013. 5. 21 기사, Wohlers Associate, 2012.

▶  3D프린터 국내 시장 현황(좌), 세계 시장 점유율(우)

90%

10%

해외 업체 국내 업체 Stratasys 3D systems

53%

22%

8%

4%

2% 11%

기술명 방식

자동차 대시보드, 보디패널 등의 시제품

의료 인공 치아, 인공 뼈, 인공 관절 등 보형물

패션 구두 등의 시제품 견본

항공/우주 알루미늄 동체 등 주요 부품

▶ 산업별 3D프린터 활용 사례

한국경제 2013. 5. 21 기사, Wohlers Associa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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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D프린터로 제작한 권총 발사에 성공한 디펜스 디스

트리뷰티드가 인터넷상에 권총 설계 도면을 공개하자 이틀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3D프린터 총기 제작을 금지하는 법안

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나 3D프린터가 점차 대

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온라인상에서 총기 설계 도면을 

내려받는 것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D프린터 시장은 저작권 문제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상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장은 

산업에서 개인이 활용하는 모델로 발전이 예상되며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처럼 3D프린터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정치적 과제들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이 가능한 특성상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의료, 패션, 항공/우주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 용도가 개인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경우 시장 규모는 급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3D프린터의 확

산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생산방식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만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

접착제라고 하면 풀이나 본드와 같은 인공 제품이 떠오르지만 자연계에도 접착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자연계 접착제는 ‘진주 담치(Mytilus edulis)’와 같은 해양 생물이 바위에 부착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여겨왔다. 하지

만 미국의 인디애나대학 연구팀은 강이나 개울, 수로 등에서 사는 세균의 일종인 ‘카울로박터 크레센투스(Caulobacter 

crescentus)’에서 일반 상업용 초강력 접착제보다 접착력이 최고 2.5배 강한 천연 접착 물질을 발견하였다. 이 물질의 

접착력은 무려 1㎠당 680kg 정도로 100원짜리 동전의 면적에 4대의 차량을 매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 세포는 물속에 사는 생물로 영양소가 매우 빈약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고 수중

에서도 접착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과 수술 후 상처를 꿰매지 않고 봉합하는 의료

용 생분해성 접착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러나 인디애나 부룬 교수는 접착력이 지나

치게 강력해서 한 번 접착하면 떼어낼 수 없기 때

문에 이 접착 물질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특별

한 변종 물질을 개발하여 이 접착 물질을 보관하

는 용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자연계의 초강력 접착제, 카울로박터 크레센투스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계

사진: 카울로박터 크레센투스 미국 인디애나대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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